
 

 

다쏘시스템, 사용자 경험 한층 강화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및 클라우드 포트폴리오 발표 

 

 V6R2014 를 통해 모든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 제공 및 신규 클라우드 

제품군 갖춰   

 

서울, 2013 년 7 월 29 일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www.3ds.com)은 자사의 

PLM 및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인 V6 의 최신 버전 ‘V6R2014’를 발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인더스트리 및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이번 신규 V6 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전 영역에서 

새로운 내비게이션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기업내 설치는 물론, 클라우드 환경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다쏘시스템의 버나드 샬레 CEO 는 “이번 발표는 다쏘시스템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고객에게 혁신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다쏘시스템의 약속의 결과이다.”라며, “이번 

발표의 핵심 중 하나는 ‘클라우드’다. 클라우드는 인프라나 기능 제공 방법의 문제를 넘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클라우드 상에서 고객들의 요구사항, 아이디어, 피드백을 접할 수 있다. 

클라우드는 혁신이 조성되고,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곳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통합적 관점과 함께 고객의 최종 

사용자를 위한 더 좋은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V6R2014 는 선정된 고객들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기업내 설치는 물론 SaaS(Software as a 

Service)형태로 이용할 수 있고 기존 혹은 신규 산업군 및 사용자를 위한 오퍼링을 제공한다.  

 

SaaS 형태로 제공될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한 산업기계 산업 용 “싱글 소스 포 스피드(Single Source for Speed)” 

인더스트리 솔루션 익스피리언스 

 카티아 컨셉 크리에이티브 디자인(CATIA Concept Creative Design), 미케니컬 디자인(Mechanical 

Design), 머신 이큅먼트 디자인(Machine Equipment Design), 쇼릴 익스피리언스(Showreel 

Experience), 미케니컬 & 쉐이프 (Mechanical & Shape Engineering) 

 솔리드웍스 미케니컬 컨셉추얼(SOLIDWORKS Mechanical Conceptual) 

 시뮬리아 리절트 익스플로러(SIMULIA Results Explorer), 아바쿠스 플루이드(Abaqus Fluid), 컨셉 

이노베이션 포 카티아(Concept Innovation for CATIA), 컨셉 이노베이션 포 솔리드웍스(Concept 

Innovation for SOLIDWORKS) 



 

 

 델미아 어셈블리 플래닝(DELMIA Assembly Planning)과 밀링 머쉬닝(Milling Machining) 

 에노비아 프로그램 매니지먼트(ENOVIA Program Management), 엔지니어링 

BOM 매니지먼트(Engineering BOM Management) 

 

다쏘시스템의 산업&마케팅담당 수석 부사장인 모니카 멩기니(Monica Menghini)는 “이번 V6R2014 

출시는 파괴적일 정도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의 모든 단계에서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가치를 구현하여 IT 플랫폼의 세계에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며, “새로운 내비게이션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매우 직관적이어서 ‘IFWE Compass’로 명명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란 다수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브랜드 

로열티를 높이는 경험들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 사람, 데이터 및 솔루션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V6R2014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3ds.com/products-services/latest-v6-rele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3D 익스피리언스 회사인 다쏘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세계를 비즈니스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전 세계를 선도하는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은 제품의 디자인, 생산 및 서비스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다쏘시스템의 협업 솔루션은 현실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세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한다. 

다쏘시스템은 80 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계의 150,000 이상의 고객사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3ds.com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다쏘시스템코리아 

홍보팀 안자현 부장 

Jahyun.AHN@3ds.com 

 

민커뮤니케이션 

정민아 실장 / 채장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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